2021 주말과학마술공연 안내(수정)
[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융합과학교육부]

1 운영 개요
가. 운영 내용
1) 관람시간: 오전 11시 ~ 12시(10시 50분부터 입장, ※전시관 관람 별개운영)
2) 관람인원: 회당 5팀(팀별 최대 4인, 수원·의정부 동일)
3) 운영방법(변경): 매달 1~4일‘체험활동’-‘체험학습신청’에서 신청 및 추첨
4) 날짜 및 장소
회차

날짜 및 장소

회차

날짜 및 장소

1
2

2021. 4. 10.(토), 의정부
2021. 4. 24.(토), 수원

11*
12

2021. 10. 2.(토), 의정부
2021. 10. 23.(토), 수원

3

2021. 5. 8.(토), 의정부

13

2021. 11. 13.(토), 의정부

4

2021. 5. 22.(토), 수원

14

2021. 11. 27.(토), 수원

5
6

2021. 6. 12.(토), 의정부
2021. 6. 26.(토), 수원

15
16

2021. 12. 11.(토), 의정부
2021. 12. 18.(토), 수원

7

2021. 7. 10.(토), 의정부

17

2022. 1. 8.(토), 의정부

8

2021. 7. 24.(토), 수원

18

2022. 1. 22.(토), 수원

9
10

2021. 9. 11.(토), 의정부
2021. 9. 25.(토), 수원

19
20

2022. 2. 12.(토), 의정부
2022. 2. 26.(토), 수원

※온라인 신청 후 추첨 방식은 5월 공연부터 적용
※5월 8일(의정부), 5월 22일(수원) 신청기간 및 선정발표일 동일 (신청일자: 5.1~5.4, 4일간)
*10월 2일(토): 9.27~9.30 접수

나. 주요 변경 사항
- 공연 당일 아침 선착순 입장을 위한 사전대기 등으로 인해 과도한 밀집 및 혼잡 발
생,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의 어려움 발생으로 전체 단계에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
인 신청 및 프로그램 자동추첨으로 대상자 선발
- 회당 5개팀을 선정하며 팀에는 보호자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.
- 선정자는 참석 여부와 관계 없이 연 1회 기회 부여(중복 선정 불가)
- 선정자는 10시 50분부터 입장하여 별도의 전시관 관람 없이 과학마술만 관람함.
- 전시관 관람 희망시 마술선정과 별개로 전시관 규정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
입장해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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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신청방법 및 선정결과 안내
1. 신청 및 선정방법
가. 신청 방법
1)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홈페이지 접속
2) 회원 가입
3) 체험신청 방법
■ 신청방법: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홈페이지(https://www.gise.kr/) 접속 → 상단 메뉴[체험활동]선택 →
[체험학습 신청]선택 → 신청게시판 검색(강좌명 검색어: 마술) → 프로그램 일정 확인 후 신청

나. 접수 기간: 매월 1일(09:00~)부터 4일(23:59)까지 4일간 접수 및 무작위 추첨
(수원 및 의정부 접수기간 동일)
단, 11회차(10월 2일) 신청은 9.27~9.30까지 접수
다. 선정결과 발표
1) 발표 시기: 자동추첨 마감 이후 공연일 2일전까지 안내예정
2) 발표 방법: 본원 홈페이지 공지, 선정자에게 문자메시지 전송
라. 문의처: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융합교육팀(031-250-172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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